
2020 소셜미디어 툴키트 

census.lacity.org



인구조사는 미국 전역에 
살고 있는 모든 인구의 수를  
집계합니다.  
10년 마다 집계를 하고 
헌법에 의해 위임됩니다. 

인구조사는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10년동안 여러분의 커뮤니티를 바꿉니다!

• 집계가 정확하지 않으면	Los	Angeles는 수 십억 달러의 연방기금을 향후	10년간 받을 수 없게 됩니다.
• 인구조사 자료는 메디칼,	타이틀	1	보조금,	특수 교육 보조금,	푸드 스탬프 프로그램	(SNAP),

Head	Start	프로그램,	고속도로,	교각,	도로 및 기타 건설 및 보수와 같은 프로그램들의 기금을
결정하는 것에 쓰입니다.

• 1850년 미국의 한 주로써 지위를 획득한 이후 처음으로,	캘리포니아는	2010	인구조사 후 약 만
삼천명의 차이로 하원의원에서 한 개의 의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습니다.



Los Angeles 주민 여러분! 집계 될 시간입니다!

Los	Angeles	주민들은		2020인구조사에 참여를	
요청하는 우편물을 받으실 것입니다.

인구조사날

모든	Los	Angeles	주민들을 위한 응답 기간

인구조사원들이 응답하지 않은 주민들의	
집을 방문하여 참여를 장려할 것입니다.

3월-4월	2020

2020년	3월	12일-	10	월	31	일

2020년	4월1일

2020년	8	월	-10	월



인구조사 기간

홍보 기간	
7월-	12월	2019년	

동기 부여 기간		
1월-	3월	2020년	

인구조사 시작	
4월2020년	

보완 기간	
2020년	8	월	-10	월



소셜미디어 계정이나 화면에 공익	
광고를 하십시오.

참여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

영어

소셜미디어 계정에 본 툴키트에	
포함되어 있는 포스트를 공유하십시오.

스페인어

인구조사 친선대사	(CGA)
프로그램에 자원봉사 하십시오.

12가지의 언어로 통역 되어있는 인구조사	
전단지와 포스터를 인쇄하여 지원활동	

행사에서 나누어 주십시오.

https://census.lacity.org/korean/outreach
https://census.lacity.org/korean/volunteer
http://bit.ly/CensusPSALA
http://bit.ly/CensusPSALA


본 툴키트는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인구조사의 중요성 및 영향에 관해 여러분이 공유할 수	
있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
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	
이러한 계정을 언급하거나	

태그를 지정하십시오.

나만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만
들

고
싶

습
니

까
?

#2020Census

2020인구조사	공식적인	로고,	
스타일	가이드와	샘플사진을	
여기에서	찾을	수	있습니다.	

Los	Angeles	시

Eric	Garcetti	
시장

@MayorOfLA

@LACity

California	
인구조사

@CACensus

http://bit.ly/SMClickThruKorean


늦기 전에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집계 되기 위해 추천하십시오.	

본 사진들과 문장들은	5월에 사용하십시오.	메시지와 해당되는 사진을 같이 포함하세요.	
사진을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가능한 파일을 접속 할 수 있습니다.

보완 시기입니다.

1. #아시안아메리칸 커뮤니티의 기여를 기념합니다.	#2020인구조사에
집계되어	L.A.의 미래를 도우십시오.
census.lacity.org

2. 어르신들은	L.A.의 다양한 인구에 추가합니다.	모든 연세에 사람들이
집계되어야 합니다!		#OlderAmericansMonth

3. 사실입니다:	#2020인구조사는	10개의 간단한 질문을 묻지만 지불을
요구 하지 않을 것입니다.	#2020Census	census.lacity.org

4. #2020인구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무료 학교 급식,	특수교육등을
위한 기금을 여러분들의 커뮤니티 학교에게	10년 동안 마련할 수 있게
돕습니다.	오늘 집계 되시기를 맹세하십시오!	census.lacity.org

http://bit.ly/MayFBIG
http://bit.ly/MayFBIG
http://bit.ly/MayFBIG
http://bit.ly/MayFBIG
http://bit.ly/MayTwitter
http://bit.ly/MayTwitter
http://bit.ly/MayTwitter
http://bit.ly/MayTwitter


늦기 전에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집계 되기 위해 추천하십시오.	

본 사진들과 문장들은	6월에 사용하십시오.	메시지와 해당되는 사진을 같이 포함하세요.	
사진을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가능한 파일을 접속 할 수 있습니다.

보완 시기입니다.

1. 인구조사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.	인구조사 데이터를 따라서 주,	지역,
연방 지구 노선이 그려집니다.	연구원들과 비영리 단체들도 인구조사
데이터에 기대어	L.A.	곳곳이 집계 되기 위해 더 열심히 기여합니다.
census.lacity.org

2. 2020	시대에는 무엇을 바라십니까?	의미 있는	10년간의 도전을
하십시오.	온라인,	전화,	또는 우편물로	#2020Census	작성하십시오.
census.lacity.org

3. 버스나 기차를 사용하십니까?	인구조사 데이터는 몇 십억의 대중교통
기금을 지원하는데 돕습니다.	정확한 인구 집계가 없으면 연방 정부는
어느 계획들을 지원 할지 모릅니다.	#2020Census	census.lacity.org

4. #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집계 될 경의와 권리가 있습니다.	여러분의
대답들이 앞으로 올	10년 동안 시민의 권리를 증진시키고	L.A.의 정확한
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5. 화재와 예상치 않은 재난들이 없는 시즌은 없습니다.	#2020Census
답장하시면 비상대응자들에게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돕는 정보를
드립니다	.census.lacity.org

http://bit.ly/JuneFBIG
http://bit.ly/JuneFBIG
http://bit.ly/JuneFBIG
http://bit.ly/JuneFBIG
http://bit.ly/JuneFBIG
http://bit.ly/JuneTwitterLA
http://bit.ly/JuneTwitterLA
http://bit.ly/JuneTwitterLA
http://bit.ly/JuneTwitterLA
http://bit.ly/JuneTwitterLA


저희 파트너들의 콘텐츠를 확인하십시오

https://2020census.gov/
https://wecountla.org/
https://californiacensus.org/
https://census.lacounty.gov/
https://census.lacounty.gov/
https://hagasecontar.org/


2020 인구조사에 대해
더 자세히 알아보고, 

전단지를 다운로드 하시고, 
집계하기 어려운 지구들을 
census.lacity.org에서 

확인하십시오. 




